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N 7/015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9월26일

10-0628207

2006년09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3-0090704 (65) 공개번호 10-2005-0058741

(22) 출원일자 2003년12월12일 (43) 공개일자 2005년06월17일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김우찬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692-4번지402호

최인환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4동173번지16호

홍영진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동429벽산아파트106/704

(74) 대리인 김용인

심창섭

심사관 : 최훈

(54)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기존의 ATSC VSB 수신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에서 기존 표준에 따라 만든 VSB 방송

수신칩과 향상된 성능을 위한 표준인 E8-VSB 데이터용 신호처리 칩 사이의 신호 전달을 위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VSB 방송 수신칩은 수신된 특정 채널의 방송 신호에 대해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채

널 등화와 에러 정정을 수행한 후 상기 제 1 심볼 클록보다 N배 빠른 속도로 에러 정정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E8-VSB

데이터용 신호처리 칩으로 출력한다. 상기 E8-VSB 데이터용 신호처리 칩은상기 VSB 방송 수신칩으로부터 제1,제2 심볼

클록을 입력받고, 상기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동기 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에 포함된 E8-VSB 데이터만을

추출한 후 E8-VSB 방식의 추가 복호화를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발명은 상기 두 칩에 사용되는 핀의 수와 제작되

는 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VSB 수신칩, E8-VSB용 칩, 심볼 주기의 2배 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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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VSB 수신칩과 E8-VSB 데이터용 신호 처리칩 사이의 입출력 신호예를 보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VSB 수신칩과 E8-VSB 데이터용 신호 처리칩 사이의 입출력 신호와 전송율의 예를 보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1x2 심볼 클록 변환부의 일 예를 보인 상세 블록도

도 4는 도 3의 1x2 심볼 클록 변환부의 각 부의 동작 타이밍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2x1 심볼 클록 변환부의 일 예를 보인 상세 블록도

도 6은 도 5의 2x1 심볼 클록 변환부의 각 부의 동작 타이밍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VSB 수신부 200 : E8-VSB 데이터 처리부

301,305,521,531,543 : 선택부

302,303,306,307,510,522,523,532,533,541,544 : 지연기

304,542 : 인버터 520 : 제 1 데이터 출력부

530 : 제 2 데이터 출력부 540 : 선택 신호 생성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존의 ATSC VSB 수신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기존 표준에 따

라 만든 VSB 방송 수신칩과 향상된 성능을 위한 표준인 E8-VSB(Enhanced 8-VSB) 데이터용 신호처리 칩 사이의 신호

전달을 위한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위해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8VSB(Vestigial Sideband)

전송 방식을 1995년 표준으로 채택하여 1998년 하반기부터 방송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국 방식과 동일한 ATSC

8VSB 전송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여 1995년 5월 실험 방송을 시작하였고 2000년 8월 31일 시험 방송 체제로 전환되었

으며, 2001년 10월 이후로 각 방송사에서 본 방송을 실시중이다.

이와 같이 고품격 HD(High Definition) 방송을 위해 개발된 ATSC 8VSB 전송방식은 MPEG-2 디지털 화질 및 돌비 디지

털 음향을 전송한다. 현재 ATSC 8VSB 전송 방식보다 높은 수신율을 확보하기 위해 ATSC 8VSB 전송 방식에 비해 성능

이 향상된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다.

이때, 수신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오류 정정 능력이 향상된 부호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오류 정정 능력이 향상되면

기존의 ATSC 8VSB 시스템이 수신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ATSC 8VSB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새로운 E8-VSB 전송 시스템에서 E8-VSB 표준은 VSB 신호 속에 성

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부호화 되어있는 데이터(이하, E8-VSB 데이터라 칭함)를 다중화하여 보내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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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래에 구현되어져 있는 VSB 방식 디지털 지상파 방송 수신용 칩은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성능이 개선된 VSB

방송 표준인 E8-VSB 칩과의 신호 전달에 대해서 고려되어져 있지 않다.

이후, 설명의 편의를 위해 VSB 방식 수신용 칩은 VSB 수신부와, E8-VSB용 칩은 E8-VSB 데이터 처리부와 혼용하여 사

용한다.

즉, 상기 일반 VSB 신호와 E8-VSB 신호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경우, 이를 수신하는 E8-VSB 수신 시스템에서 VSB 수

신부는 복조와 등화 그리고 잡음 제거 등을 기존 VSB 방식 수신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하고, 오류 정정 복호 과정은 기

존 VSB 방식 수신기의 오류 정정 복호 과정대로 처리한다. 그리고, E8-VSB 데이터 처리부는 기존 VSB의 오류 정정 복호

기의 입력을 전달받아 E8-VSB 데이터만 추출하여 E8-VSB 방식의 복호 및 오류 정정 복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표준화가 진행되어 E8-VSB용 칩 즉, E8-VSB 데이터 처리부가 나올 경우 기존 VSB 수신부와 연결해서 사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때, 기존 VSB 수신부로부터 E8-VSB 데이터 처리부로 전달해야할 신호는 많은 핀을 요구한다. 따라서 E8-VSB 데이터

처리부와의 신호 전달을 위해 필요한, 칩의 핀 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E8-VSB 데이터 처리부와의 신호 접속을 고려한

VSB 수신칩 생산시 핀 수의 증가로 인해 칩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VSB 수신칩과 E8-VSB 데이터 처리용 칩 사이의 신호 전송 속도를 심볼 클록의 두배로 높여 각

칩에서의 사용 핀 수를 줄인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은, 수신된 특정 채널의 방송 신호에 대해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채널 등화와 에러 정정을 수행한 후 상기 제 1 심볼 클록보다 N배

빠른 제2 심볼 클록에 동기시켜 에러 정정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출력하는 VSB 수신부; 그리고 상기 VSB 수신부로부터

제1, 제2 심볼 클록을 입력받고, 상기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동기 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에 포함된 E8-

VSB 데이터만을 추출한 후 E8-VSB 방식의 추가 복호화를 수행하는 E8-VSB 데이터 처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VSB 수신부는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상기 제 1 심볼 클록보다 N배 빠른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로 변환하여 E8-VSB 데이터 처리부로 출력하는 1xN 심볼 클록 변환부와, 상기 E8-VSB 데이

터 처리부에서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를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

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로 변환하는 Nx1 심볼 클록 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는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를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

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VSB 수신부로 출력하는 1xN 심볼 클록 변환부와, 상기 VSB 수신부

에서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로 변환하는

Nx1 심볼 클록 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1xN 심볼 클록 변환부는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입력되는 제 1, 제 2 데이터를 제 2 심볼 클록의 한 주기마다 반

전되는 제 1 선택 신호에 의해 차례대로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제 1 선택부와,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선택부

에서 다중화되어 출력되는 제 1, 제 2 데이터를 저장한 후 출력하는 제 1 지연기와, 제 2 심볼 클록보다 반주기 지연된 클

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지연기에서 출력되는 다중화된 데이터 스트림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제 2 지연기와, 동기 록 신호

를 입력받아 제 2 심볼 클록의 한 주기마다 반전되는 제 1 선택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제 1 선택부로 출력하는 선택 신호

생성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Nx1 심볼 클록 변환부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다중화된 데이터 스트림을 입력받아 저장한 후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시켜 출력하는 지연기와, 제 1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지연기의 출력으로부터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제 1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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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출력하는 제 1 데이터 출력부와, 제 1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지연기의 출력으로부터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제 2

데이터를 분리 출력하는 제 2 데이터 출력부와, 동기 록 신호를 입력받아 제 2 심볼 클록의 한 주기마다 반전되는 제 1 선

택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제 1, 제 2 데이터 출력부로 출력하는 선택 신호 생성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 방법은 일반 VSB 방식대로 수신된 신호를 복조 및 채널 등화하는 VSB 수신부와 인핸스

드 데이터를 추출하여 추가의 복호화를 수행하는 E8-VSB 데이터 처리부 간의 송수신시,

(a) 일반 VSB 데이터와 추가 부호화된 인핸스드(E8-VSB)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면 상기 VSB 처리부에서 이를 수

신하여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고 채널 등화와 에러 정정을 수행한 후 상기 제 1 심볼 클

록보다 N배 빠른 제2 심볼 클록에 동기시켜 에러 정정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로 출력하는

단계; 그리고

(b) 상기 VSB 수신부로부터 제1,제2 심볼 클록을 입력받고, 상기 제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동기 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에 포함된 인핸스드 데이터를 추출한 후 추가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삭제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과 그 작용을 설명하며, 도면에 도시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설명되

는 본 발명의 구성과 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로서 설명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 상기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핵심 구성 및 작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에서 VSB 수신부의 구조와 E8-VSB데이터 처리부와 주고받는 신호를 나

타내었다.

상기 VSB 수신부(100)와 E8-VSB 데이터 처리부(200)는 각각 칩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칩으로 구현되더라도 설명의 편

의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각각 VSB 수신부와 E8-VSB 데이터 처리부라 한다.

상기 VSB 수신부(100)의 복조기(101)는 안테나로 수신된 특정 채널의 방송 신호에 대해 A/D 변환, 반송파 복조/타이밍

복원 등을 수행하여 심볼 주기의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한 후 등화기(102)로 출력한다.

상기 등화기(102)는 상기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에 포함된 채널 왜곡을 보상한 후 잡음 제거기(103)로 출력한다. 즉, 등화

기(102)는 신호가 송신기에서 수신기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각종 페이딩을 보상한다.

상기 잡음 제거기(103)는 등화기(102)의 출력으로부터 잡음을 추정하여 상기 등화시 증폭된 잡음을 제거한 후 에러 정정

부(104)로 출력한다. 상기 에러 정정부(104)는 왜곡이 보상되고 잡음이 제거된 신호에 대해 에러 정정을 위한 복호

(decoding)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200)는 VSB 수신부(100)로부터 심볼 주기 클록인 clk1x와 심볼 주기의 1/2 주기인

clk2x 신호를 받는다. 즉, 상기 clk2x는 clk1x의 2배 주파수이다. 그리고,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200)는 상기 VSB

수신부(100)의 에러 정정부(104)로부터 에러 정정된 데이터 신호(NPout)와 동기 신호들(sync)을 전달받는다.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200)는 상기 VSB 수신부(100)의 에러 정정부(104)로부터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입력받으

면 보다 신뢰성 높고 향상된 결정 예측(slice prediction ; Sp[1:0]) 신호와 결정 제어 신호(Spmode[1:0])를 상기 VSB 수

신부(100)의 등화기(102)와 잡음 제거기(103)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등화기(102)와 잡음 제거기(103)는 등화시 또는, 잡음 제거시 송신 신호를 추정하는 결정 과정(decision,

slicing)에 상기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를 이용한다.

도 2는 상기 VSB 수신부(100)와 E8-VSB 데이터 처리부(200) 사이의 입출력 신호에 대한 각 신호의 전송 주파수를 나타

내고 있다. 이때, clk1x와 clk2x의 두 클록은 그대로 VSB 수신부(100)에서 E8-VSB 데이터 처리부(200)로 전달된다. 그

리고, 동기가 잡혔음을 나타내는 동기 록 신호 Nsysnclock와 E8-VSB 데이터의 유무를 전달하는 Noevsb 신호는 제 1 심

볼 클록(clk1x)에 동기되어 전달된다.

또한, 상기 VSB 수신부(100)의 에러 정정부(104)로부터 출력되는 필드 동기 신호(Nfsync), 세그먼트 동기 신호

(Ndssync), 데이터(Npout)는 두 칩(100,200)의 핀 수를 줄이기 위하여 각 2비트를 심볼 클록의 두 배(clk2x)의 속도 즉,

등록특허 10-0628207

- 4 -



제 2 심볼 클록(clk2x)으로 E8-VSB 데이터 처리부(200)에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200)에

서 발생된 결정 예측 신호(Sp)와 결정 제어 신호(Spmode)도 각 2비트를 제 2 심볼 클록(clk2x)에 동기시켜 VSB 수신부

(100)에 전달한다.

따라서 제 1 심볼 클록(clk1x) 속도로 전달할 경우 20핀이 필요한 신호 전달용 핀수가 12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때, 각 칩(100,200)에는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2개의 데이터를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하나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1x2 심볼 클록 변환부와, 제 2 심볼 클록의 속도로 전송되는 하나의 데이터를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2개의 데

이터로 변환하는 2x1 심볼 클록 변환부가 내장되어 있다.

즉, 상기 VSB 수신부(100)에는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

호로 변환하여 E8-VSB 데이터 처리부(200)로 출력하는 1x2 심볼 클록 변환부와,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200)에

서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를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정 예측 신호

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로 변환하는 2x1 심볼 클록 변환부가 각각 구비되어 있다.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200)에는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를 제 2 심볼 클록에 동

기된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VSB 수신부(100)로 출력하는 1x2 심볼 클록 변환부와, 상기

VSB 수신부(100)에서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로 변환하는 2x1 심볼 클록 변환부가 각각 구비되어 있다.

도 3은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두 개의 데이터를 심볼 클록의 두 배의 속도인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하나의 데이터 스

트림으로 변환하는 1x2 심볼 클록 변환부의 일 예를 보인 상세 블록도이다.

도 3을 보면, 제 1 심볼 클록(clk1x)에 동기된 두 입력, inputA와 inputB를 제 2 심볼 클록(clk2x)의 한 주기마다 반전되는

제 1 선택 신호에 의해 차례대로 선택 출력하는 제 1 선택부(301),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선택부(301)에서

선택 출력되는 데이터 inputA와 inputB를 저장한 후 출력하는 제 1 지연기(302), 제 2 심볼 클록보다 반주기 지연된 클록

(clk2xb)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지연기(302)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한 후 출력하는 제 2 지연기(303), 제 2 선택 신

호에 따라 반전된 출력 또는 '0'을 선택 출력하는 제 2 선택부(305),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Nsynclock 신호를 저장한

후 상기 제 2 선택부에 제 2 선택 신호로서 출력하는 제 3 지연기(306),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선택부(307)

의 출력을 저장한 후 상기 제 1 선택부에 제 1 선택 신호로서 출력하는 제 4 지연기(307), 및 상기 제 4 지연기(307)의 출

력을 반전시켜 상기 제 2 선택부(305)의 입력으로 출력하는 인버터(304)로 구성된다.

도 4의 (a) 내지 (g)는 상기 1x2 심볼 클록 변환부의 각 부의 타이밍도이다. 즉, (a)는 제 1 심볼 클록(clk1x)의 예를, (b)는

제 2 심볼 클록(clk2x)의 예를 보이고 있다. 즉, 제 2 심볼 클록(clk2x)는 제 1 심볼 클록(clk1x) 주기의 반 주기를 주기로

하는 클록이다. (c)는 제 2 심볼 클록을 반주기 지연시킨 클록(clk2xb) 즉, 제 2 심볼 클록(clk2z)과 반주기 어긋나 있는 클

록의 예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도 3에서 입력 inputA와 inputB는 도 4의 (d),(e)와 같이 각각 제 1 심볼 클록(clk1x)에 동기된 1비트 신

호이다. 상기 VSB 수신부(10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중 최하위 2비트 Npout[1:0]를 예로 들 경우, Npout[1]은 inputA

에 해당되고, Npout[0]은 inputB에 해당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

그리고, 제 3 지연기(306)로 입력되는 동기 록 신호 Nsynclock는 동기가 잡히지 않으면 '1'을 유지하고 동기가 잡히면 '0'

이 되는 신호이다.

상기 제 3 지연기(306)는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동작하는 지연기이며, 상기 제 3 지연기(306)의 출력은 제 2 선택부

(305)에 제 2 선택 신호로서 출력된다. 상기 제 2 선택부(305)의 출력단에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동작하는 제 4 지

연기(307)가 연결되며 상기 제 4 지연기(307)의 출력은 제 1 선택부(301)에 제 1 선택 신호로서 출력됨과 동시에 인버터

(304)를 통해 반전되어 제 2 선택부(305)로 입력된다.

상기 제 2 선택부(305)는 상기 제 3 지연기(306)에서 출력되는 제 2 선택 신호가 '0'이면 즉, 동기가 록된 상태이면 인버터

(304)의 출력을 선택하고, 제 2 선택 신호가 '1'이면 즉, 동기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면 '0'을 선택하여 제 4 지연기(307)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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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선택부(301)는 상기 제 4 지연기(307)에서 제 2 심볼 클록의 한 주기마다 반전되는 제 1 선택 신호에 의해 차례

대로 두 입력, inputA와 inputB를 선택하여 도 4의 (f)와 같이 제 1 지연기(302)로 출력한다. 즉, 제 1 심볼 클록에 각각 동

기된 입력 데이터 inputA와 inputB는 제 1 선택부(301)에 의해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진 다중화된 데이터(muxed

data)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다중화된 데이터는 제 2 지연기(303)에서 제 2 심볼 클록과 반주기 어긋난 클록(clk2xb)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데이터 outputAB와 같다.

즉, 상기 제 1 지연기(302)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선택부(301)의 출력을 저장한 후 제 2 지연기(303)로

출력한다. 상기 제 2 지연기(303)는 제 2 심볼 클록보다 반주기 지연된 클록(clk2xb)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지연기(302)의

출력을 저장한 후 도 4의 (g)와 같이 출력한다. 결국, 제 2 지연기(303)의 출력을 보면, 제 2 심볼 클록의 한 주기 동안에는

inputA가 출력되고, 다른 한 주기 동안에는 inputB가 출력되게 된다. 다시 말해, 제 1 심볼 클록의 반주기 동안에는 inputA

가, 다른 반주기 동안에는 inputB가 출력되므로 제 1 심볼 클록의 한 주기 동안에 두 입력 inputA와 inputB가 outputAB로

다중화되어 출력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도 5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전송되는 1개의 데이터를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2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2x1 심볼

클록 변환부의 일 예를 보인 상세 블록도로서, 데이터를 선택하여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선택 신호의 생성 방식은 상기된

도 3의 방식과 같다.

도 5를 보면,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 inputAB를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시켜 저장한 후 출력하는 지연기(510), 제

1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지연기(510)의 출력으로부터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제 1 데이터(inputA)를 분리 출력하는 제

1 데이터 출력부(520), 제 1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지연기(520)의 출력으로부터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제 2 데이터

(inputB)를 분리 출력하는 제 2 데이터 출력부(530), 및 동기 록 신호 Nsynclock를 입력받아 제 2 심볼 클록의 한 주기마

다 반전되는 제 1 선택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제 1, 제 2 데이터 출력부(520,530)로 출력하는 선택 신호 생성부(540)로 구

성된다.

상기 제 1 데이터 출력부(520)는 상기 선택 신호 생성부(540)에서 출력되는 제 1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지연기(510)의 출

력과 피드백되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이전 제 1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 출력하는 선택부(521),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

되어 상기 선택부(521)의 출력을 저장한 후 상기 선택부(521)로 피드백하는 지연기(522), 및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지연기(522)의 출력을 저장한 후 제 1 데이터로서 출력하는 지연기(523)로 구성된다. 즉, 제 1 데이터는 제 2 심볼 클

록에 동기된 입력 데이터 inputAB로부터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분리된 데이터 outputA이다.

상기 제 2 데이터 출력부(530)는 상기 선택 신호 생성부(540)에서 출력되는 제 1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지연기(510)의 출

력과 피드백되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이전 제 2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 출력하는 선택부(531),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

되어 상기 선택부(531)의 출력을 저장한 후 상기 선택부(531)로 피드백하는 지연기(532), 및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지연기(532)의 출력을 저장한 후 제 2 데이터로서 출력하는 지연기(533)로 구성된다. 즉, 제 2 데이터는 제 2 심볼 클

록에 동기된 입력 데이터 inputAB로부터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분리된 데이터 outputB이다.

상기 선택 신호 생성부(540)는 제 2 선택 신호에 따라 반전된 출력 또는 '0'을 선택 출력하는 선택부(543), 제 1 심볼 클록

에 동기되어 동기 록 신호 Nsynclock를 저장한 후 상기 선택부(543)에 제 2 선택 신호로서 출력하는 지연기(541),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선택부(543)의 출력을 저장한 후 상기 제 1, 제 2 데이터 출력부(520,530)에 제 1 선택 신호로

서 출력하는 지연기(544), 및 상기 지연기(544)의 출력을 반전시켜 상기 선택부(543)의 입력으로 출력하는 인버터(542)

로 구성된다.

도 6의 (a) 내지 (i)는 상기 2x1 심볼 클록 변환부의 각 부의 타이밍도이다. 즉, (a)는 제 1 심볼 클록(clk1x)의 예를, (b)는

제 2 심볼 클록(clk2x)의 예를, (c)는 제 2 심볼 클록과 반주기 어긋나는 클록(clk2xb)의 예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도 5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 스트림 inputAB를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두 개의 데이터

outputA, outputB로 분리한다.

이때, 상기된 도 3의 1x2 심볼 클록 변환부에서 입력 inputA와 inputB가 outputAB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결

합되고 제 2 심볼 클록보다 반주기 어긋난 클록(clk2xb)에 동기되어 도 6의 (d)와 같이 2x1 심볼 클록 변환부로 출력된다.

여기서, 상기 1x2 심볼 클록 변환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스트림 outputAB와 2x1 심볼 클록 변환부로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림 inputAB는 같은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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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력 데이터 스트림 inputAB는 지연기(510)에 저장된 후 도 6의 (e)와 같이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제 1, 제 2

데이터 출력부(520,530)의 각 선택부(521,531)의 한 입력으로 제공된다. 즉, 상기 입력된 데이터 스트림 inputAB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지연기(510)에 의해 래치된 데이터(latched data)와 같이 된다.

그리고, 선택 신호 생성부(540)의 지연기(541)로 입력되는 Nsynclock 신호는 동기가 잡히지 않으면 '1'을 유지하고 동기

가 잡히면 '0'이 되는 신호이다.

상기 지연기(541)는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동작하는 지연기이며, 상기 지연기(541)의 출력은 선택부(543)에 제 2 선

택 신호로서 출력된다. 상기 선택부(543)의 출력단에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동작하는 지연기(544)가 연결되며 상

기 지연기(544)의 출력은 제 1, 제 2 데이터 출력부(520,530)에 제 1 선택 신호로서 출력됨과 동시에 인버터(542)를 통해

반전되어 선택부(543)로 입력된다.

상기 선택부(543)는 상기 지연기(544)에서 출력되는 제 2 선택 신호가 '0'이면 즉, 동기가 록된 상태이면 인버터(542)의

출력을 선택하고, 제 2 선택 신호가 '1'이면 즉, 동기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면 '0'을 선택하여 지연기(544)로 출력한다.

한편, 상기 제 1 데이터 출력부(520)의 선택부(521)는 제 2 심볼 클록의 한 주기마다 반전되는 제 1 선택 신호가 '0'이면

상기 지연기(510)에서 출력되는 입력 데이터 inputAB를 선택하고, '1'이면 지연기(522)에서 피드백되는 이전 제 1 데이터

를 선택하여 지연기(522)로 출력한다. 상기 지연기(522)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동작하며, 상기 선택부(521)의 출

력을 저장한 후 상기 선택부(521)로 피드백함과 동시에 지연기(523)로 출력한다. 즉, 상기 선택부(521)는 제 1 선택 신호

가 '1'일 때는 상기 지연기(522)에 저장된 이전 데이터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상기 지연기(523)는 상기 지연기(522)의 출력을 저장한 후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제 1 데이터 inputA를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 2 데이터 출력부(530)의 선택부(531)는 제 2 심볼 클록의 한 주기마다 반전되는 제 1 선택 신호가 '0'

이면 지연기(531)에서 피드백되는 이전 제 2 데이터를 선택하고, '1'이면 상기 지연기(510)에서 출력되는 입력 데이터

inputAB를 선택하여 지연기(532)로 출력한다. 상기 지연기(532)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동작하며, 상기 선택부

(531)의 출력을 저장한 후 상기 선택부(531)로 피드백함과 동시에 지연기(533)로 출력한다. 상기 지연기(533)는 제 1 심

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지연기(532)의 출력을 저장한 후 제 2 데이터 inputB를 출력한다.

즉, 상기 지연기(510)의 출력에 대해 제 1, 제 2 데이터 선택부(520,530)의 선택부(521,531)와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각 지연기(522,532)를 적용하면, 상기 지연기(540)의 출력 inputAB은 도 6의 (f)와 같은 상위 비트 데이터(latched MSB ;

inputA)와 도 6의 (g)와 같이 하위 비트 데이터(latched LSB ; inputB)의 두 데이터 스트림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상기 지

연기(522)의 출력 데이터가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지연기(523)를 거치고, 지연기(532)의 출력 데이터가 제 1 심볼 클록

에 동기된 지연기(533)를 거치면 outputA와 outputB와 같이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두 개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되

어 출력된다.

이와 같이 VSB 수신부(100)와 E8-VSB 데이터 처리부(200) 간에 심볼 클록의 두 배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상기

VSB 수신부(100)와 E8-VSB 데이터 처리부(200)에서 도 3의 1x2 심볼 클록 변환부와 도 5의 2x1 심볼 클록 변환부를

각각 사용할 경우 총 시간 지연은 도 6의 Total latency와 같이 두 심볼 주기가 된다.

그리고, 본 발명은 VSB 수신칩과 E8-VSB 데이터 처리용 칩 사이의 신호 전송 속도를 심볼 클록의 두배로 높임으로써, 사

용 핀 수를 40% 줄일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E8-VSB 수신 시스템에 의하면, 기존 표준에 따라 만든 VSB 방송 수신칩과 향상된 성능

을 위한 표준인 E8-VSB(Enhanced 8-VSB) 데이터용 신호처리 칩 사이의 신호 전달을 위해 심볼 클록의 두 배 속도로 데

이터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사용되는 핀의 수와 제작되는 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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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 VSB 데이터와 추가 부호화된 인핸스드(E8-VSB)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면 이를 수신하여 심볼 주기의 제1 심

볼 클록에 동기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고 채널 등화와 에러 정정을 수행한 후 상기 제1 심볼 클록보다 2배 빠른

제2 심볼 클록에 동기시켜 에러 정정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출력하는 VSB 수신부; 그리고

상기 VSB 수신부로부터 제1,제2 심볼 클록을 입력받고, 상기 제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동기 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에 포함된 인핸스드 데이터를 추출한 후 추가 복호화를 수행하는 E8-VSB 데이터 처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VSB 수신부는

상기 제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상기 제2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로 변환하여 E8-

VSB 데이터 처리부로 출력하는 1x2 심볼 클록 변환부와,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에서 상기 제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를 입력

받아 제1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로 변환하는 2x1 심볼 클록 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제1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를 상기 제2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정 예측 신호와 결

정 예측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VSB 수신부로 출력하는 1x2 심볼 클록 변환부와,

상기 VSB 수신부에서 상기 제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입력받아 제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로 변환하는 2x1 심볼 클록 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과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1x2 심볼 클록 변환부는

제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입력되는 제 1, 제 2 데이터 inputA, inputB을 제2 심볼 클록의 한 주기마다 반전되는 제 1 선택

신호에 의해 차례대로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제 1 선택부와,

제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선택부에서 다중화되어 출력되는 제 1, 제 2 데이터를 저장한 후 출력하는 제 1 지연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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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심볼 클록보다 반주기 지연된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지연기에서 출력되는 다중화된 데이터 outputAB를 저장한

후 출력하는 제 2 지연기와,

동기 록 신호 Nsynclock를 입력받아 제 2 심볼 클록의 한 주기마다 반전되는 제 1 선택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제 1 선택부

로 출력하는 선택 신호 생성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신호 생성부는

제 2 선택 신호에 따라 반전된 출력 또는 '0'을 선택 출력하는 제 2 선택부와,

동기 록 유무에 따라 '0' 또는 '1'을 출력하는 동기 록 신호 Nsynclock를 저장한 후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선택부에 제 2 선택 신호로서 출력하는 제 3 지연기와,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선택부의 출력을 저장한 후 상기 제 1 선택부에 제 1 선택 신호로서 출력하는 제 4

지연기와,

상기 제 4 지연기의 출력을 반전시켜 상기 제 2 선택부의 한 입력으로 제공하는 인버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청구항 7.

제 3 항과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2x1 심볼 클록 변환부는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다중화된 데이터 스트림 inputAB를 입력받아 저장한 후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시켜 출력하는

지연기와,

제 1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지연기의 출력으로부터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제 1 데이터(inputA)를 분리 출력하는 제 1

데이터 출력부와,

제 1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지연기의 출력으로부터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제 2 데이터(inputB)를 분리 출력하는 제 2

데이터 출력부와,

동기 록 신호 Nsynclock를 입력받아 제 2 심볼 클록의 한 주기마다 반전되는 제 1 선택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제 1, 제 2

데이터 출력부로 출력하는 선택 신호 생성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출력부는

상기 선택 신호 생성부에서 출력되는 제 1 선택 신호가 '0'이면 상기 지연기의 출력을 선택하고, '1'이면 피드백되는 이전

제 1 데이터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부와,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선택부의 출력을 저장한 후 상기 선택부로 피드백하는 제 1 지연기와,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지연기의 출력을 저장한 후 제 1 데이터 inputA로서 출력하는 제 2 지연기로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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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데이터 출력부는

상기 선택 신호 생성부에서 출력되는 제 1 선택 신호가 '0'이면 피드백되는 이전 제 2 데이터를 선택하고, '1'이면 상기 지

연기의 출력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선택부와,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선택부의 출력을 저장한 후 상기 선택부로 피드백하는 제 3 지연기와,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제 3 지연기의 출력을 저장한 후 제 2 데이터 inputB로서 출력하는 제 4 지연기로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신호 생성부는

제 2 선택 신호에 따라 반전된 출력 또는 '0'을 선택 출력하는 선택부와,

동기 록 유무에 따라 '0' 또는 '1'을 출력하는 동기 록 신호 Nsynclock를 저장한 후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선택부

에 제 2 선택 신호로서 출력하는 제 5 지연기와,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상기 선택부의 출력을 저장한 후 상기 제 1, 제 2 데이터 출력부에 제 1 선택 신호로서 출력하

는 제 6 지연기와,

상기 제 6 지연기의 출력을 반전시켜 상기 선택부의 한 입력으로 제공하는 인버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수신 시스템.

청구항 11.

일반 VSB 방식대로 수신된 신호를 복조 및 채널 등화하는 VSB 수신부와 인핸스드 데이터를 추출하여 추가의 복호화를 수

행하는 E8-VSB 데이터 처리부 간의 송수신 방법에 있어서,

(a) 일반 VSB 데이터와 추가 부호화된 인핸스드(E8-VSB)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면 상기 VSB 처리부에서 이를 수

신하여 심볼 주기의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고 채널 등화와 에러 정정을 수행한 후 상기

제 1 심볼 클록보다 2배 빠른 제2 심볼 클록에 동기시켜 에러 정정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

로 출력하는 단계; 그리고

(b) 상기 VSB 수신부로부터 제1,제2 심볼 클록을 입력받고, 상기 제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동기 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에 포함된 인핸스드 데이터를 추출한 후 추가 복호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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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상기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로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E8-VSB 데이터 처리부에서 상기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를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를 상기 수신 신호를 추정하는 결정 과정에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동기가 록 되었음을 나타내는 동기 록 신호 Nsyncclock를 상기 제1 심볼 클록에 동기시켜 E8-VSB 데이터 처리부로 출력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제1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정 예측 신호와 결정 예측 제어 신호를 상기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된 결정 예측 신호와 결

정 예측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VSB 수신부로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VSB 수신부에서 상기 제 2 심볼 클록에 동기되어 출력되는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제 1 심볼 클록에 동기된 데이터와

동기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VSB 수신부에서 출력된 데이터로부터 인핸스드 데이터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시한 Noevsb 신호를 상기 제1

심볼 클록에 동기시켜 상기 VSB 수신부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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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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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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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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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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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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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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